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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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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정형외과 병동의 주요질환에 대해 관찰한다.

2. 근골격계의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3. 정형외과 환자의 기본간호를 관찰하고 수행한다.

4. 정형외과 환자의 처치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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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형외과 병동 소개

  

1. 위치 : 가4, 나4 병동

2. 간호인력 :가4 병동: 15명, 나 4병동: 12명

3. 병상 수 : 가4 61병상, 나4 52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정형외과 배치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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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실> <간호사실>

<복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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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형외과 병동의 주요질환

1. Fracture

Compound fracture(복합골절)

Comminuted fracture(분쇄골절)

Greenstick fracture

Colle's fracture

2. 감염성 질환

Osteomyelitis(골수염)

Bursitis(활액낭염)

Synovitis(활액낭염)

Pott's disease(척추결핵)

3. Arthritis

Reumatoid arthritis(류마티스성 관절염)

Osteoarthritis(골관절염)

Gouty arthritis(통풍성 관절염)

4. Deformity(기형)

Scoliosis(척추측만증)

Kyphosis(척추후만증)

Lordisis(척추전만증)

5. 대사성 질환

Osteoporosis(골다공증)

Osteomalasia(골연화증)

6. 종양성 질환

Osteoma(골종),Multiple myeloma(다발성 골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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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골격계의 의학용어

1. 병태생리와 관련된 용어

callus 가골

spondylitis 척추골염

sequestrum 부골

talipes equinus 첨족

talipes valgus 외반족

talipes varus 내반족

spina bifida 이분척추

delayed union 지연유합

nonunion 부정유합

ankylosis 관절강직

chondritis 연골염

dislocation 탈구

subluxation 아탈구

sprain 염좌

strain 좌상

myositis 근염

fascitis 근막염

2. 수술과 관련된 용어

1) Bone

reduction 정복

open reduction(O/R), closed reduction(C/R)

simple immobilization 단순고정

internal fixation(I/F), external fixation(E/F)   

bone graft, transplantation of bone 골이식

osteoclasis 외과적 골절

ostectomy 골절제술

sequestrectomy 부골적출술

2)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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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ectomy 관절절제술

arthrodesis 관절고정술

arthroplasty 관절고정술

bunionectomy 건막류절제

chondrectomy 연골절제술

synovectomy 활막절제술

laminectomy 추궁절제술

3) muscle

fasciectomy 근막절제술

myotomy 근절개술

myorrhaphy 근봉합술

tenorrhaphy 건봉합술

tenodesis 건고정술

4) 기타

THR: total hip replacement 고관절대치술

TKR: total knee replacement 슬관절대치술

TKA: total knee arthroplasty 슬관절성형술

I&D: incision & drainage 절개/배액

A/K: above knee 슬관절 위 

B/K: below knee 슬관절 아래 

A/E: above elbow 주관절 위 

B/E: below elbow 주관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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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형외과 환자의 간호 및 처치

1. 특수간호

1) 골절환자 간호

(1) 치료

① reduction 정복: open reduction 개방성 정복, closed reduction 폐쇄성 정복

② immobilization 고정: cast 석고붕대, traction 견인, external fixation 외부

고정

③ rehabilitation

(2) cast의 종류

① Short arm cast: 요골 또는 척골의 원위부 골절에 시술.

② Long arm cast: 요골 및 척골 골절, 기타 주관절 주변의 골절, 손목 인대의 손

상, carpal bone의 경미한 골절을 치료 할 때 적용.

③ Spica cast: 둔부나 어깨 부위에 적용. 

Ÿ Shoulder spica cast: 어깨의 spica cast는 body jarket과 long arm cast를 

병용한 것으로 어깨 관절이나 상완골 골절, 팔굽 관절의 손상, 어깨관절의 탈구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

Ÿ Hip spica cast: Hip spica cast는 유두선 아래에서 손상 받은 쪽 

하지전체(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를 석고붕대로 감는 것이다. 둔부와 회음부위의 

청결을 위해 창구를 낸다. 

Ÿ Thumb spica cast: 팔꿈치 아래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석고붕대를 하고 엄지손가락 

끝만 노출시킨다. 이는 손목뼈의 골절이나 손가락골절, 인대와 관절의 손상에 대한 

치료방법이다.

Ÿ Short leg cast: 발목이나 발에 골절이 있을 때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 감는 

형태이다

Ÿ Long leg cast: 무릎관절을 지나서 샅부위까지 석고붕대로 고정. 무릎관절이나 

대퇴하부의 심한골절이나 경골, 비근골, 발목뼈의 경미한 골절에 적용

Ÿ cylinder cast: 슬개골 골절과 Osgood-schlter씨병 등에 시술.

(4) traction의 종류

① 피부견인(Skin traction)



- 73 -

②골격견인(Skeletal traction)

2) Cast 환자 간호

(1) Cast 준비: POP(소석고 붕대), fiberglass, stokinette, cotton, 석고붕대 칼

(2) Cat 제거: electric cast cutter(석고절단기) 사용

(3) fracture board: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 사용

(4) foot board 사용: foot drop 예방을 위해 사용

(5) 간호내용

Ÿ 부동

Ÿ elevation: 부종예방

Ÿ cast 한 발가락과 손가락의 혈액순환 관찰

Ÿ 피부간호: 오일, 로숀을 발라준다.

Ÿ bed sore check

Ÿ 변비예방

Ÿ 합병증 예방: 폐렴, foot drop 등

Ÿ cast 후 담요를 덮지 않고 그늘에 말린다.

Ÿ cast를 물로 씻으면 안됨

3) Traction 환자 간호

(1) Skin traction 피부견인 

① Russel's traction: 골반부나 대퇴간수 골절치료에 적용

② Buck's traction: 고관절부나 대퇴골 골절 시에 수술 전 고정을 위해 적용

③ Bryant's traction: 체중 10kg 이하의 2세 이하 유아와 소아의 대퇴골정 치료에 

적용

④ Pelvic traction: 골반부 골절과 하부 통증, 좌골신경통, 요부 근육경련의 치료

에 사용

⑤ Dunlop's traction: 어깨 상박의 외상, 염증 치료에 사용

⑥ Halter traction: 경추부위의 경미한 골절이나 근염, 탈골, 아탈구 치료에 적용

(2) Skeletal traction 골격견인

① Suspension traction: 대퇴골절 시 골편이 전위되거나 겹쳤을 때, 또는 골반이

나 하지의 다발성 골절 시에 적용

② Halo skeletal traction: 경부골절이나 척추측만 교정에 사용

③ Crutch field tong traction: 경추골절이나 탈구 치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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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내용

Ÿ 체위: 앙와위 유지

Ÿ 상대적 견인 유지: 침상발치를 상승

Ÿ 견인의 계속성 유지

Ÿ 추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Ÿ 운동과 감각상태에 대한 관찰

Ÿ 압막으로 인한 욕창 예방

4) External fixator

골절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석고붕대, 견인 또는 내부 고정 장치에 의한 치료가 어

려울 경우에 적용

5) Splint & brace

(1) Denis-brown splint: 만곡족 교정에 사용

(2) Milwayukee brace: 척추측만증 치료에 사용

(3) Short-long leg brace

6) 하반신 마비환자 간호

(1) Stryker frame:180도 회전이 가능한 침대

(2) Circoletic bed:360도 회전이 가능한 침대

(3) Tilt table 경사침대: 기동시작 초기에 바로 서는 연습에 사용

(4) Water mattress 물침요

2. 재활간호

1) 활동 보조기구

(1) Crutch 목발: 보행을 지지해 주는 기구, cast 또는 사지 절단 환자에게 사용

(2) Cane 지팡이

(3) Walker 보행기: 가장 지지력이 좋은 보행기구

(4) Brace 보조기: 경추 또는 척추 기형 교정을 위해 사용

2) 치료적 운동

(1) ROM(range of motion):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관절운동범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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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tonic exercise: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

(3) isometric exercise: 관절의 기동이 안될 때 근육을 적극적으로 힘주면서 근육

의 긴장도를 유지하고 근육퇴화를 방지하는 것

3. 물리요법

1) 온열요법(heat therapy)

(1) hot pack 온포

(2) hot moist pack 온습포

(3) 적외선

(4) whirl pool

(5) hubbard tank

2) 투열요법

(1) short wave

(2) ultrasound

3) 전기 광선 치료

(1) 전기자극치료(E.S.T), 자외선(UV), 경피신경자극치료(TENS), 레이저 광선치료

(Laser Therapy), 간섭파 전류치료(HVCT), 광학적 치료(P.U.V.A)

4) 치료적 운동요법

(1) 기본운동: 능동운동, 능동보조운동, 저항운동, 수동운동, 신장운동

(2) 신경근 소통운동: BOBATH, ROOD, P.N.F, ...

(3) 맛사지, 도수치료, 척추견인, 기구운동, 보행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